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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정부나 지자체의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 속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한옥마을들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다양한 지원정책, 기술개발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옥건축에 대한 건축비 절감, 재료, 기술에 대한 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을개념으로서 한옥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기준이 

미비하고 기존 택지개발방식에 맞추어 한옥마을을 계획하다보니, 

전통 정주공간의 대표적 특징인 공동체 공간이나 주변 자연환경과의 긴밀

한 연계, 마을경관의 독자성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통 정주공간에서 미덕으로 삼을 수 있는 계

획개념을 현대 생활방식에 적용 가능한 기본계획원칙으로 재해석 하고, 앞

으로 조성될 한옥마을 계획에 있어 지혜의 요소로서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조성된 한옥마을의 현황을 도시형, 전원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사례마을을 선정하여 면적, 공간배치, 생태

환경, 공공시설의 계획유형에 따라 분석하고 배치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을 하였다. 이후 전통정주공간의 사례를 입지, 길, 영역성, 경관, 생태의 관

점으로 분석한 후 현대 한옥마을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

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 마을의 조사 및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해낸 전통 정주

공간의 계획 개념을 바탕으로 한옥마을 기본계획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한옥마을 기본계획 대상지는 전원형 한옥마을로 현재 계획 중인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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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일대의 용정한옥마을 부지이다.

기본계획의 주안점은 첫째,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반공적영역의 확보를 

통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사이의 완충영역을 두었다. 이 영역을 통해 마

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다양한 수요계층을 고려한 한옥주택 유형의 다양화이다. 한옥 건축 특성상 

토지매매가와 건축비에 대한 가격부담을 감소하고자 최근 땅콩주택과 같

은 하나의 필지를 두 세대가 나누어 공유하는 개념을 한옥에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마을 내 중앙 공원의 기능을 하는 마을 숲을 조성하여 주변 

녹지축을 이어주는 생태의 역할과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모임, 휴

식의 공간을 할 수 있는 복합적 역할을 수반하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전통 정주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유기적 배치를 통한 공간의 상호작용이

며 기능의 복합성이다. 한옥마을을 단순히 목구조 주택으로 이루어진 단지

로 이해하고 계획한다면 공간적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조성에 있어 한옥을 독립적 건물로 인식하여 계획하는 

것이 아닌 마을전반의 구조를 바탕으로 주변 관계를 고려한 계획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완주군, 한옥마을 조성사업, 한옥마을 배치계획, 전통 마을, 

학번 : 2015-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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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인간 생활사에 있어서 마을은 그 지역만의 역사, 문화라는 인문적 환경

과 주변의 자연적 환경이 긴 시간동안 서로 밀접하게 엮여, 고유한 형태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를 이루

어 살아가는 장소이기도하다. 즉 마을이란 사람들의 생활문화와 더불어 지

역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마을 형태는 자연과 조화를 바탕으로, 형성․발전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마을은 이전의 전통적인 삶의 가치관과 양식이 경

제성과 효용성, 현대화 속에 내몰린 채 잊혀져가고 있다. 또한 주택단지 공

급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해 지역의 고유성을 잃고 

주거환경의 모습이 획일화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서울, 전주 등에서 한옥마을 관련 정책성과가 나타나면서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하고자하는 ‘한스타일 육성 종합정책(2006)’, ‘한옥 R&D 계획(2009)’, 

‘서울특별시 한옥선언(2007)’,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2007)’ 등,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 북

촌한옥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과 같이 기존의 도시 내 전통한옥이나 한옥

마을을 보전, 정비에만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더 나아가 한옥의 적극

적인 육성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 

1) 권영상, “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지 내 한옥마을 계획 및 제도개선방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9(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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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로 새롭게 조성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마을단위의 

한옥마을 조성 계획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2009년 한옥

연구 개발 사업이 시작된 이후 한옥의 정의와 육성에 관한 법제도가 생겨

나는 등,2)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2012년 서울시는 SH공사와 서울 은평구 뉴타운 일대에 한옥마을조성 계

획을 세웠다.3) 은평 한옥마을은 서울시에 조성되는 최초의 미래형 한옥 

마을이다. ‘현대인의 편리한 삶’이라는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신개념 재

료와 공법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미와 현대미가 어우러진 

구조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한옥마을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현대적 주택 설

계방식에 맞추어 한옥을 배치하는 등, 주변 지형과 지세의 자연환경을 충

분히 파악하는 ‘땅 읽기’과정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전통 한옥마

을의 진정한 속성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4) 

우리의 전통정주공간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바

람과 물길, 땅의 기운과 흐름을 바탕으로, 공간의 아름다움과 생활을 이롭

하게는 이치에 따른 구조의 건축미가 우리만의 독특한 주거형식이다. 지형

의 높고 낮음을 그대로 살려서 건물이 올라가고 바람 길을 막지 않는 구

조물로 자연이 숨 쉬는 공간에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 정신이다. 그러나 개발 중인 한옥마을의 기존 계획기준은 한옥의 특

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주택건축의 기준들이어서, 전통 한옥마을의 공

간적 속성을 신규한옥마을 계획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5)

2)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수록되었으며, 한옥의 보전과 육성에 대한 내용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수록되어 있다.

3) 은평한옥마을의 조성계획은 건축법 제71조제5항에 의해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 3-2지구 단독주택지
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2012.10.04.)하면서 시작하였다.

4) 성행경, “애물단지 된 은평뉴타운 한옥마을”, 「서울경제」(2013년3월26일),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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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오늘날 전국적으로 다수 조성되고 있는 한옥마을의 계획개념

과 전통정주공간의 계획개념의 비교·고찰을 통해 전통마을에서 찾아낸, 

시대를 뛰어넘는 정주공간의 공간구성개념을 오늘날 적용 가능한 마을 배

치계획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오랜 시간적 경험을 

통해 존속되어온 전통 마을과 농촌지역 마을의 공간구성 기법과 원칙 그

리고 마을 공동체의 방식 등을 분석하여, 그 배치 기법을 오늘날 신규 한

옥마을 배치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권영상, 엄운진, 김혜열, “신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계획기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7(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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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335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용정한옥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만덕산(765m) 끝자락에 면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상관저수지가 소재하고 있다. 

총 면적은 55,137㎡이고 계획가구 수는 50세대이며, 각필지당 평균 745

㎡의 필지로 나뉘어있다.

<그림 1> 대상지 위성지도 
용정한옥마을은 농촌의 공동화 현상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격차해소

와 농촌 생활환경 및 편의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

역에 특색 있는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과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강

화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유지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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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용정한옥마을 토지이용계획표(완주군, 2015)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50,089 100.0

주거용지 37,242 74.3 50세대, 평균 745㎡

공공시설용지 6,942 13.9

커뮤니티센터 1,000 2.0

도로 5,002 10.0

주차장 590 1.2

하수처리장 350 0.7

녹지용지 5,905 11.8

공원 1,265 2.5

녹지 4,640 9.3

<표 1 > 용정한옥마을 토지이용계획표(완주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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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범위

최근 조성된 한옥마을은 개별 건축물로 보았을 때 재료, 건설기법 등 시

간이 흐르면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마을 전반을 이루는 공간적 속

성은 전통 정주공간을 근간에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마을

의 공간, 입지의 특성 분석을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하고 있다. 때문에 연

구의 내용은 과거 전통 정주공간의 지배이념인 풍수지리를 근간으로 하는 

마을 배치방식을 시작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마을 구성원에 따른 

공간 형성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근 조성된 한옥마을의 획일적인 단지계획에서 벗어나, 

전통 정주공간의 공간구성 기법과 원칙을 적용한 마을배치 기본계획을 진

행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국내 최근 조성된 한옥마을 사업 현황과 특성에 대해 분석한 후, 

계획 과정과 계획 이후의 현황을 살펴 본 후 문제점을 찾는다.

둘쨰, 전통 마을에 대한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전통 정주공간의 개념과 

공간 구성요소, 기법, 원리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전통공간의 물리적 현상들

은 개별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파악하면, 물리적 공간

과 정신적 내용이 결합된 의미 있는 하나의 체계로 다가온다.6)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전통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에 

대해 고찰한다. 환경적 요소로는 풍수지리, 영역, 길, 생태, 경관 등에 대한 

공간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요소로는 당시 유교사상, 문화 등 이론적 

6)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휴머니스트, 2011).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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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을 하여, 이를 통해 전통마을을 구성하는 공간요소의 의미에 대해 알

아본다.

셋째,  전국의 전통 정주공간의 사례를 선정하여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본 요소들을 중점으로 공간배치에 대한  계획기법을 도출한다.

넷째, 본 연구의 설계 대상지인 완주군 용정한옥마을에 대한 현황 분석

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선행된 이론적 고찰과 사례 대상지를 통해 도

출해낸 배치 기법을 대상지에 대입하여, 배치 기본계획안을 진행한다.

위의 분석과정과 재배치 계획안을 종합하여, 앞으로 조성될 한옥마을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며, 이상의 연구 

방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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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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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검토

1) 한옥마을 관련 선행연구 검토

한옥마을에 관련된 연구는 현황과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 한옥마을의 정

책, 계획, 활성화 연구, 신규 한옥마을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 되었다. 현

황관련 연구에 있어서 전태준(1986)은 서울시 한옥보존지구를 대상으로 의

장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전통 한옥에서 지붕, 외벽, 담장, 

대문, 기단, 굴뚝, 창호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외장성을 고찰하였다. 안태

경(2012)은 왕곡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건축환경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연준

(2009)은 전남지방 농촌 한옥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대안으로는 한옥마을 특성에 맞는 핵심소재 발굴이며, 관광 수요자 중

심의 프로그램 개발, 한옥마을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과 운영방안 체계화, 

다양한 정책지원 요건 구비,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옥마을의 정책 및 계획과 관련된 연구로 곽행구(2011)는 문화광광자원

으로 전통한옥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청(2004)

에서는 민속마을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 계획을 조사하였으며, 사

업소요예산과 상황을 분석하였고, 마을별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김

용희(2014)는 한옥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이

루어 질 수 있는 한옥관련 단일법 제정 및 재원확보, 조세감면 등 지원방

안을 모색되어야 함을 밝혔다. 

신규 한옥마을에 대한 연구로는 권영상(2011)은 국토부 계획지침으로서 

신규한옥마을 계획기준을 수립하였다. 김수형(2013)은 전남 행복마을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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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옥을 대상으로한 주거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내부공간의 만족

도가 증가할수록 현대 한옥의 만족도가 높음을 검증하였다.  천국천(2016)

은 신한옥의 공공건축물 사례를 조사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

행하여, 실제 시공 시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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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연구제목 연구방법 내용

한옥

마을

현황

조사

서울시 한옥보존지구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전태준/1986

-현장조사

-실측조사

-서울시 한옥보존지구 

현황조사

전통민가 왕곡마을 건축 환경 

실태조사 연구/안태경/2012
-현장조사

-전통민가 환경 

실태조사

전남지방 농촌한옥 현황조사를 

통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조연준/2009 

-실측조사
=농촌 한옥마을 

형황조사

한옥

마을

정책 

및

계획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통한옥마을 

활성화방안 연구 :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곽행구/2011

-문헌조사
-한옥마을 활설화 

방안 연구

민속마을 보존 활용 및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문화재청/200

4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문헌조사/사

업분석

-현장조사

-사업 소요예산 분석

-마을별 사업 

우선순위 설정

-분야별 추진계획

한옥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김용희/2014
-문헌조사

-한옥지원 조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

신규

한옥

마을

신한옥마을 계획기준/권영상/2011

-기존한옥마

을분석

-가존계획지

침분석

-국토부 계획지침으로 

신규 한옥마을 

계획기준 수립

현대한옥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거주후평가(POE)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행복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김수형/2013

-이용자 조사

-현장조사

=현대 한옥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신한옥 공공건축물의 사례조사를 

통한 구조유형 분류 연구 :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실증구축사업을 

중심으로/천국천/2016

-현장조사

-실측조사

-공공건축물의 

유형분류와 설계 결함 

분석

<표 2> 한옥마을관련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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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연구방법 내용

농촌동족마을 공간구조의 특성과 

변화/한필원/1991

-문헌조사

-현장조사

-공간 특성과 공간 요소의 

상관관계 분석

전통 민속마을 공간구조특성 

비교분석 : 중요민속자료 및 사적 

지정 마을을 대상으로/전순희/2005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통 민속마을의 공간구조를 

비교 분석 및 공간구조의 특징 

연구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입지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신진동/2008

-문헌연구

-현장조사

-전통마을의 정체성과 자연 

지형과의 조화 원리 고찰

한국 전통마을의 배치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 아산 외암마을을 

중심으로/ 김훈종/2014

-문헌연구

-현장조사

-전통마을의 배치 계획 특성 및 

지형과 터 잡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통마을의 공간구성원리를 

연구

<표 3> 전통 정주공간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전통 정주공간 관련 선행연구

전통마을의 입지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한필원(1991)은 농촌

동족마을 공간구조의 특성과 변화를 연구하여, 상사, 원터, 도래, 여동마을

의 사례를 통해 공간 특성은 공간 요소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을 밝혔다. 전순희(2005)는 중요민속자료 및 사적으로 지정된 전통 마을을 

비교분석하였다. 신진동(2008)은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입지와 공간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공간특성의 과정 제시를 바탕으로 전통마을의 정체

성과 자연지형과의 조화원리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분석 사례대상지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그 보편성이 다소 떨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김훈종

(2014)은 아산 외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마을의 배치 계획 특성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여 지형과 터 잡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통마을의 공간

구성원리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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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향

전통마을 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로 지속되어 왔다.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논문들의 관점은 주로 전통마을의 풍수, 경관, 길, 영

역, 생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왔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현대 한옥마을을 구성하는 요소 

중, 마을 공간에서의 공동체 형성 원리와 그 구조에 대해 사례 전통마을의 

공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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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한옥마을조성사업의 개요

1) 한옥마을조성사업의 추진 목표

한옥마을조성사업은 한옥들이 집단으로 분포되어 있거나, 새로 조성된 

지역으로 전통적인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7)을 뜻한다. 한옥마을이라

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통마을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북촌과 같은 한옥밀집지역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각 지

자체별로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한 주거-관광형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2) 한옥마을조성사업의 법제도 및 개요8) 

제도적으로 한옥마을을 정의하는 것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 ‘한옥지구’,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사업지구’, ‘한옥마을’등 그 명칭이 다르

게 나타난다. 

7) 권영상.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연구 : 한옥마을 조성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08. 
pp. 18

8) 신치후, 전태승.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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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 내용
비

고

국가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령 제 17조 

제1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호

수

서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

“한옥밀집지역”이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

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이하 "한옥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전주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2조 

3호

“전주한옥지구”란 전통도시한옥의 보전상태가 양

호하여 건축물과 골목길 등의 외부공간을 적극 보전

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

전라

남도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2조 2호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동 조례 제2조 

3호

“한옥 관광 자원화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6호

조례14조제6항에서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

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

에서 한옥을 10호 이상(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

옥 포함)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호

수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② 조례 제14조제7항에 의한 보조금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건

축

<표 4> 한옥마을의 제도적 정의(신치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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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물

면

적

강원도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강원도지사가 지정·공고

한 지역을 말한다.

동 조례 제2조 

제3항

“한옥관광 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

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말한다.

동 조례 제8조 

제2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게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추가 융자금을 5천만원까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농어

촌 주택개량사업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대상자이

어야 한다. 도지사는 10호 이상 한옥마을 조성 또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마을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호

수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한옥의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신

축 기준 및 규모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건

축

물

면

적

충청

북도

충청북도 

한옥마을 조성 

촉진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지정·공

고한 지역 을 말한다.

동 조례 제2조 

제2호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

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말한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지구 :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한옥관광 자원화사업지구.

2. 한옥규모 :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

호

수

/

건

축

물 

면

적

공주 공주시 한옥마을 “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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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제1호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인천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한옥마을”이란 일단(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

는 지역을 말한다

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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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한옥마을조성사업 현황

1) 한옥마을조성사업 현황

한옥마을 관련 사업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

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부처에서 주관하여 진행 중에 있다. 주로 마을

의 정주여건개선, 가로환경개선, 관광자원화 개발을 통한 한옥보전 및 신

축, 시·군 내 역사문화 환경 보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자체 추진사업의 경우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한옥마을 사업

을 추진 중이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전라남도이

다. 특히 신규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곳은 대표적

으로 “전라남도 행복마을 사업”이다. 신규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유형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도로 추진하는 유형,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유형, 민

간업체에서 시행하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2) 지자체 주도형 한옥마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전체 신규한옥마을 사업 지구 

중 11개로 공공기관 주도의 장성황룡마을을 제외하면 모두 전라남도 행복

마을 사업이다. 나주시 노안면 금안지구, 나주시 다시면 신광지구, 담양군 

창평면 유천지구, 강진군 성전면 월남지구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대부분 

입주하였다. 2013년 기준 행복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총 135개 마을로서 기

존마을 정비형 109개, 신규단지형 26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기존마을 정비형의 건립계획 한옥 수는 총 1,566동이며, 924동은 완공되

었으며 642동은 추진 중이다. 신규마을 조성형 건립계획 확정 동수는 242

동이며, 96동은 완공되었으며, 146동은 추진 중이다. 9)

9)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형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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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주도형 한옥마을 

지자체에서 추진하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 지구 중 

총 7개 지구로, 서울시 은평구, 전라남도 황룡마을을 제외하면 대부분 추

진 중이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관련 사업은 주로 택지

개발을 통한 신도시개발 시 일부를 한옥으로 조성하여 한옥마을로 개발하

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대부분 사업이 LH공사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시는 경기도시공사, 장성

군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에서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신규한옥마을을 

조성 및 계획 중인 곳은 익산 배산지구, 화성 동탄2 신도시, 세종시, 광교

신도시 총 4곳이다. 최근 민락2지구와 익산 배산지구, 광교 신도시는 사업

추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10)

4) 민간업체 주도형 한옥마을

 지자체에서 추진하여 민간업체에서 시행 중인 유형은 전체 사업지구 

중 2개 이며, 현재 조성 중에 있다.

이천시는 백사면 내촌리 일원 30만㎡ 에 한옥마을 ‘성균제’를 조성하

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까지 3000여억원을 투자해 가구당 

450~600㎡ 규모의 한옥 300가구의 한옥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

재 토지주간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1)

10) 신치후. “힌옥마을 조성사업의 현황 및 특성과 시사점,”『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년09월)

11) 남명우. “수도권 최대 한옥마을 ‘성균제’ 조성사업 지지부진” 『아시아투데이』(2015년07월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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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광역 기초 마을명 면적(㎡)

한옥 

수
현황 시행주체

도

시

형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99,219 156 12호 완공 SH

전북 익산시
배산지구

한옥마을
4,771 19 - LH

세종 - 한옥마을 21,625 46
용지분양완

료
LH

경북 안동시
한옥마을

(도청신도시)
249,000 700

용지분양완

료

(1차분)

경북개발공

사

경기 화성시
한옥마을

(동탄신도시)
139,838 440 계획 중 LH

전

원

형

충북

청주시
오창미래지

한옥마을
24,160 19 10호 완공 민간시행자

단양군 하일지구 23,000 21 21호 완공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

신

규

조

성

형

순천시
별량 화포지구 - 26 추진 중 -

상사 마륜지구 - 21 미착수 -

나주시
다시 신광지구 20,130 35 30호 완공 입주자조합

노안 금안지구 29,940 33 24호 완공 입주자조합

광양시

옥룡 왕금지구 - 25 추진 중 -

봉강 도솔지구 - 30 미착수 -

옥곡 묵백지구 29,522 22 미착수 입주자조합

창평 유촌지구 29,755 31 11호 완공 입주자조합담양군

보성군 보성 영천지구 22 추진 중 -

강진군 성천 월남지구 42,030 30 25호 완공 공공기관

<표 5> 거주형 한옥마을 조성사업 현황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201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 총 6만7000㎡ 규모의 

한옥마을을 건설하기 위한 협약을 민간업체와 체결하였다. 송도 센트럴파

크 내 3만1000㎡에 들어선 한옥마을은 2015년 상반기에 완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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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안양 수문지구 21,603 22 추진 중

한국농어촌

공사

안양 기산지구 - 32 미착수 -

영암군

삼호 산호지구 - 23 8호 완공 -

삼호 저두지구 - 30 추진 중 -

삼호 난전지구 - 50 미착수 -

함평군 함평 주포지구 - 50 7호 완공 -

장성군 장성 황룡마을 126,398 110 11호 완공
전남개발공

사

진도군 진도 남동지구 59,150 55 12호 완공 공공기관

완도군 약산 구암지구 - 31 12호 완공 -

입주자조합추진 중3127,697신안군 증도 방축지구

울주군답보100105,000울산 울주군 도동마을

경기 이천시 민간시행자답보298250,000성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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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은평 한옥마을 조감도(출처 :서울시)

3절. 최근 조성된 한옥마을 배치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위의 지자체별 한옥마을 조성 계획에서 알 수 있듯,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 덕택에 전국적으로 한옥 마을 붐이 일고 있다. 본 절에서는 현대 한

옥마을 배치방식과 그 계획기법 등 설계 원칙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현

대의 한옥마을 배치 안에 대한 고찰 사례 대상지로는 서울시 은평 한옥마

을과 전남 장성 황룡마을을 대표적인 최근 조성된 한옥마을로 한다. 

1) 서울시 은평 한옥마을

은평한옥마을의 조성계획은 

「건축법」 제71조제5항에 의

해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

지구 단독주택지를 특별건축

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2012)

하면서 시작되었다. 

약 99,219㎡의 재정비 촉진지구 단독주택지 내에 조성하는 한옥12)에 대

한 여러 특별한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의 대지의 

조경과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건축물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50cm만 띄우면 되도록 정해져 있다. 또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조항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내 특별건축구역은 한옥만 지을 수 있

는 구역으로, 한옥지역의 필지는 총 156필지이다. 

계획 초반 특별건축구역 내 필지규모를 크게 구획하였으나, 토지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필지의 규모를 축소하고 재구획하였다. 진관사

12)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 제8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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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은평한옥마을 배치계획의 변화

로 들어가는 진관대로 입구에 근린형단지(주황색)을 조성하여 공용시설을 

두었고, 진관대로를 기준으로 북측에는 1가구 단위의 작은 필지(파란색), 

남측에는 2가구 까지 지을 수 있는 큰 규모의 필지로(노란색) 구획하여 단

독주택을 짓도록 하였다. 

마을의 입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특히 

은평 재정비구역 일부에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어 주변에 아파트단지들

과 함께 조성되었지만, 마을을 둘러싼 산으로 아파트가 차폐되어 특유의 

한옥마을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계획 전 대상지의 지형은 다소 완만한 경

사지였으나 편평하게 지형을 절토하여 조성하였다. 마을 내부에 새로운 공

원이나 녹지공간은 조성되어있지 않으며 도로로 인해 주변 자연환경과 공

간이 단절되어있다. 

주택 건축의 건폐율은 평균 40% 내외이고 용적률은 70% 이내로 조성되

어 있어 한옥에서 주요 요소인 안마당이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13) 

13) 신치후, 진태승.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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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남 장성 행복마을 조감도 

<그림 7> 장성 행복마을 지구단위계획 <그림 8> 장성 행복마을 마을 배치도

2) 전라남도 장성 황룡 행복마을

장성 황룡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노후 주택 증가 등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 주

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

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

동체의 정주공간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또한 타도시민에게 쾌적한 주

거환경을 제공, 인구 유입 및 관광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총 125,945

㎡의 면적으로 한옥 주택 110호와 공원 및 한옥문화체험관 등이 조성되었

으며, 전라남도에서 규정한 한옥 건축기준14)을 지침으로 시행되었다.

마을 공간구조는 중앙에 큰 중앙공원이 조성되어있고 공원을 중심으로 

주택이 배치가 되어있다. 하지만 일반 단독주택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격

자형의 배치패턴을 보이고 있다. 마을 전반에 녹지공간과 공동시설이 확보

가 되어 있지만 마을주변의 황룡강과 같은 자연요소와의 연계계획은 따로 

계획되어 있지 않고 있다. 

14) 부지 조성 및 배치 : 부지 조성 시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 원 지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마
을 안길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은 피함, 방품림 조성 등 이후 조항
은 건축물 중심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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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은평 한옥마을 장성 황룡마을

유형 거주형 한옥마을 전원형 한옥마을

세대/면적 156/99,219㎡ 110/125,945㎡

마을

공간배치
-격자형 -격자형

교통체계
-차량 및 보행 혼용

-개인 주택까지 차량 진입

-차량 및 보행 혼용

-주택과 면한 도로까지 차량 진입

생태환경

-마을로 내려오는 하천이 있으나 

사업비용의 문제로 

활용하지 않음

-기존 녹지구간을 일부 보전하였으나 

도로로 인해 생태공간과 단절됨

주변 황룡강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고 있으나 부지 조성 시 

범람을 막기 위해 성토를 하면서 

마을과 단절

공공시설

-마을 내 소공원 등의 외부 공간 

부재

-공동육아시설 등 공동체시설 2개의 

필지 구획

-마을 내 문화재 2개소 존치되어 

있으나 인지성이 약함

마을 중심에. 10,000㎡의 대규모 

공원이 위치하나 전통 요소가 부족

<표 6> 최근 조성된 한옥마을 공간  

도시형 한옥마을의 대표 사례인 은평 한옥마을의 경우 토지매매가로 인

해 개별필지를 작게 계획을 할 수 밖에 없어 한옥의 주요 요소인 안마당

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원형 한옥마을의 경우는 도시지역에 비해 토지매매가가 낮아 큰 개별

필지를 조성해 안마당을 형성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배치

가 계획되지 못하고 주택단지와 같은 격자형을 택하여 단조로운 형태를 

보였다. 도시형과 전원형 모두 차량위주의 동선계획으로 공간이 외부 환경

과의 공간연계가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어 한옥마을의 정취를 느

끼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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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조성지원 사업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15)

이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현재의 계획기법은 현대건축물이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위주의 택

지개발방식에만 의존한 채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옥 마을 조성계획에 있어 지형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마

을 고유한 공간의 질서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5)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공공공간·건
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통해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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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전통 정주공간의 특징 및 현대적 해석

1) 전통 정주공간의 개념

전통은 특정 공동의 집단에서 역사적으로 형성·축척되며 계승되어 내

려오는 사상이나 관습의 양식 등을 의미하며, 단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하나의 문화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선

조들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질서와 절제를 중시하는 가치관(건강성, 지

속성, 수용성)을 결합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을 구축하는 정주공간을 

조성해왔다.(신상섭, 2004) 

마을이란 뜻은 촌(村)의 집회소 혹은 그 접사(接辭)의 명칭에서 유래했다

고 하는데, 다시 그 집회소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집회의 뜻인 '모을', 

'모들'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즉, 마을은 상부상조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다.16) 마을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 사

이에 밀접한 상화관계를 형성하는 거주자들의 공동사회로서, 특히 농촌지

역에서는 그 사회적 의의가 가장 중요한 지역집단이며,17) 마을에는 그 역

사적 배경이나 자연 환경적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한 이름이 있으며, 마을

이란 사람들에게 가장 선명하게 인식되고 전달되는 정주(定住)의 개념이

다.

특히 예로부터 자연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추구하는 풍수적 사상에 입각

하여 마을을 조성하였고 시대·문화적으로 자연과의 질서에 따라서 확장

하고 때로는 변화하며 주변 자연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마을 경관을 형성

하였다. 따라서 전통적 성격을 지닌 정주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한옥 마을을 새로이 계획함에 있어 한국적인 정주공간에 중

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16) 이종필 외 3인, “영남지방 고유취락의 공간구조,”『영남대학교 출판부』1983, p.111

17) 조성기, “농촌자연부락의 집락형태에 관한 연구,”『建築』23권 88호, 197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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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 정주공간의 특징

전통정주공간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로 지속되어 왔다.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연구들의 관점은 주로 전통마을의 풍수, 경관, 길, 영

역, 생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왔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 오늘날 까

지 주민들에 의해 변화·유지되고 있는 농촌마을의 구성원리와 마을 공간

에서의 공동체 형성 원리도 포함하여 그 구조에 대해 사례 전통마을의 공

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 마을은 위치, 규모, 집단의 성격, 역사 등 다양한 요인

에 따라 구분 될 수 있다. 특히 인문적 특성과 물리적 환경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인문적 특성에 따른 구분은 사회계층, 거주민의 가문, 마을의 형

성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물리적 환경은 그곳의 입지조건, 마을 규모, 

배치형태에 따라 나뉠 수 있다. 

❚ 인문적 특징

- 지역성 

지역성이란 특정한 장소의 물리적, 인문적인 속성이 함축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리적 속성에서의 지역성이란 특정 장소나 주변의 환경 요소를 

의미하며 지형, 산맥, 구릉, 천(川) 등과 같은 특수한 자연지역이 해당된다. 

인문적 속성은 주로 특정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사회적 환경 등이 

해당되며, 이는 지역적 유기체로 각 지역마다 특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지역의 종합적인 개성을 지역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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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기존 한국 전통적 주거공간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았을 때, 공동체 의식

은 대표적인 한국 전통주거공간의 사회문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씨족사회, 농경사회에서 주민 간의 유대감은 필수적인 요소로 생계

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이었고, 마을의 존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었

다.18) 또한 마을 단위로 자족적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다양한 

주민 모임과 제사, 혼례 등 공동체적 의례와 결합하여 발달하였다. 특히 

과거 사회적 관계는 양반, 상민, 지주와 소작이라는 계층의 분류에도 불구

하고 적절한 위계와 공간 배치로 물리적 접촉의 조정을 만들어내며 전통

을 이어왔다.  

공동체 공간에 대해서 김흥식(1975)은 마을 중앙의 느티나무가 있는 휴

식공간과 겨울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 건조장과 같은 곳은 주민

들이 함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라 하였다. 이상문

(2001)은 마을에서 공동공간을 크게 생활, 생산, 문화로 나누고, 근대화 시

기에 존재한 대표적 마을 공동체공간으로서 21개를 선정하였다. 오늘날 기

능이 약화된 공동공간으로는 생활요소에 마을회관, 구관장, 쓰레기장, 구판

장, 공동우물, 빨래터이고, 생산요소에는 공동작업장, 창고이며, 문화요소

에서는 성황당, 산신재터, 정자, 정자목, 초등학교(분교), 사찰이 해당된다. 

반면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공간으로는 구판장, 동네마당, 정자목, 정미

도, 노인정, 마을회관, 정자, 초등학교, 사찰, 교회 등이다. 90년대 이후 농

촌구조 개선사업으로 마을에 공동체 기능이 새롭게 생성된 공간도 나타났

다. 쓰레기장, 창고, 마당, 농기계창고,  공동건조장, 마을회관, 집하장, 교

회이다. 또한 마을회관이나 마을창고, 정자목은 공동체 공간의 기능이 상

실되자 다른 기능으로 대체됨을 알 수 있었다.

18) 전용환, 공동체의식 활성화를 위한 주거단지 계획안,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0,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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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간유형 공동공간

마을

공동공간

(공동성)

생활공동공간

(생활의 공동성)

동네회관, 노인정, 구판장, 동네마당, 어린이 

놀이터, 정미소, 간이소각장,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생산공동공간

(생산의 공동성)
창고, 공동 집하장, 공동 작업장, 건조장

문화공동공간

(문화의 공동성)

성황당, 산신제터, 정자목, 모정, 

초등학교(분교), 사찰, 교회, 성당

<표 7 > 마을 공동공간의 유형, (이상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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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풍수개념도
이도원, 전통새태와 풍수지리, 지오북, 

2012, p98
<그림 10> 마을의 입지 (한필원, 2002)

❚ 물리적 특징

- 마을입지

우리나라는 자연과 사람의 궁극적인 합일을 추구하며 자연의 이치 속에 

사람을 조화시킴으로써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치를 추구하였고, 이

는 주거지에도 반영되었다. 자연환경 속에 정주지를 찾아 정착하고 군집

(群集)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19) 

위와 같은 산세(山勢) ·지세(地勢) ·수세(水勢) 등 자연에 대한 오랜 관

찰과 경험을 통해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이 나타났으며, 풍(風)은 바람으

로의 기후를 가리키며, 수(水)는 강, 하천 등 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리킨

다. 

19) 김경완, 임창복, 한경훈, “가로조건에 따른 읍성마을의 좌향 및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낙안읍성과 
성읍마을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 2004, pp. 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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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할 때에도 풍수지리에 

많은 고려를 했을 만큼, 풍수는 전통 마을의 터 잡기와 배치 등 공간을 형

성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마을의 입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산’으로, 주산은 풍수에서 

북현무에 해당하며, 사신사(四神砂)20)의 주인격에 해당한다. 즉 주산은 북

쪽에 있거나 사신사 중 가장 위용 있는 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마을의 배치를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풍수지리는 ‘땅 읽

기’의 과정으로 이는 주변의 지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논리이다. 전통 

마을의 대표적인 입지 형상은 일반적으로 전면(前面)을 제외한 3면이 주변 

지형에 위요되는 곳에 위치한다. 주변 자연지형에 의해 자연스럽게 마을 

경계가 형성되고 이는 곧 영역감을 형성한다. 또한 마을 전면에는 보통 강

을 두어 마을 수자원 확보와 수위를 조절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왕곡마을이나 공주 상신리에 위치한 윗신수 마

을의 경우 자연지형에 순응하여 주택을 배치하여 입체적인 마을 경관을 

창출하였으며, 경사로 인해 다양한 주택의 향이 형성되었다. 

20) 풍수지리(風水地理)로 지세(地勢)를 살필 때, 전후좌우에 있는 네 개의 산.으로, 좌청룡(左靑龍), 우백
호(右白虎), 전주작(前朱雀), 후현무(後玄武) 등 네 종류의 산을 말한다. 이 사신사의 위치에 따라 명당
(明堂)의 지형과 지세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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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왕곡마을 배치도 
(자료 : ATA 건축연구소)

<그림 12> 공주 윗신수 마을 배치도
(자료 : do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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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통마을의 길 구조 

- 길

길은 마을의 전반적인 공간을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역

할을 한다. 또한 대지와는 다르게 주된 외부공간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인

식된다. 길은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거나, 대

화를 나누는 등 다양한 공동체의 행위를 수용하는 공적인 생활공간으로써

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기  능 내  용

이동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분리 상호간 혹은 공간과의 분리, 계층 간의 구분

사회적 교류 만남, 대화, 휴식, 놀이 등

이벤트 농사 혹은 가사와 관련된 생산 작업이나 행사

<표 8> 전통정주공간에서 길의 역할
(이정훈, 전통마을 길․마당의 시지각 차폐도 분석을 통한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2007

마을의 길을 나누어 보면 마을과 

마을을 잇는 큰길, 큰길에서 마을 진

입로 까지 이어주는 어귀 길, 마을 

내부의 중심도로 성격인 안길, 주거

지로 진입할 수 있는 샛길과 골목길 

그리고 기타 밭둑길, 산길 등 텃길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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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비고

큰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통과로

어귀길 마을로 출입하는 진입로

안길 마을 내부를 관통하는 주 도로

샛길

(골목길)
안길에서 주호로 진입하는 도로

텃길 논, 밭, 산 등의 작업도로

<표 9> 전통 정주공간의 길 위계와 특징 

큰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통과로의 성격이 강하고, 마을 내부의 

연결로 성격은 희박하다. 

어귀길은 큰길과 마을을 이어주는 진입로 역할을 하며, 어귀길과 마을의 

연결부인 마을 어귀에 나무나 장승 혹은 기념비를 설치하여 상징적 의미

를 갖는 공간이다.

안길은 마을 내부에서 가장 큰 길로,  골목길로서의 동선 배분의 역할을 

하며 마을 내부 도로망의 뼈대 역할을 한다. 또한 마을 내부 도로망의 뼈

대로 마을 전체의 공공공간이 연결된다. 특히 지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

며 산세와 나란히 배치되기도 하며, 마을 내부의 하천의 흐름에 따라 배치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샛길(골목길)은 안길보다는 낮은 위계를 가진 공공공간으로 주로 공동 

우물이나 빨래터, 공동 작업 등이 위치한다. 주로 통과의 기능보다는 주택

으로의 진입을 위한 역할을 하는 길이다. 

텃길은 논둑길, 밭둑길, 산길 등으로 분류되며, 주로 농사에 이용되는 작

업도로나 논과 논 사이, 밭과 밭 사이를 구분 지어주는 경계의 역할을 수

행한다. 비록 주택으로의 진입 성격을 지니지는 않지만 골목길이나 안길과 

연결되어 길을 보완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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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성

전통마을은 일반적으로 영역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마을 주변의 자

연요소(산, 강, 하천 등)는 마을 경계로 인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는 마을 주민들의 의식 속에 마을이 자연지형에 둘러싸여 영역을 규정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마을의 입구에는 주로 장승, 솟대 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마을이 하나의 

정주 단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입구에 상징적 요소를 둠으로서 특정

한 영역이 시작됨을 알렸다.  

특히 전통마을에서는 공동체적 문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조선의 사회

가 유교적 의식이 강했던 만큼, 입향조(入鄕祖)를 중심으로 한 의례공간에

서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증진시켰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농작물을 도정하는 공간이나 건조

하는 마당의 공간들은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노동을 통해 협동

심을 기르거나,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놀이마당 등 다의적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공동의 공간으로 우물, 빨래터 등은 주로 여성들의 공동

체 공간으로 마을의 자연 지형에 따라 그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마

을 내에 클러스터를 이루어 사람들 간의 잦은 접촉을 유발하여 소규모 공

동체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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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통마을의 영역 개념도 

전통정주공간의 영역은 공적영역, 반공적영역, 사적영역 세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공적영역은 마을 의례행사가 행해졌던 사당, 종가, 서당, 

제당, 비석 등이 해당하며, 반공적영역은 마을 주민 모두가 개입할 수 있

는 공간으로 마당, 정자, 우물, 빨래터, 방앗간 등이 해당한다. 사적영역은 

개인적 공간으로 개별 주택, 마당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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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오늘날 경관이란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이지만, 이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동안의 경관과 관련된 연구로 임승빈

(1991)은 경관을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을 의미하나, 이차적으로는 

보여지는 풍경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등 등과 관

련된 의미를 함축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경관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장소의 장면임과 동시에 그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곳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모습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신상섭(2007)은 경

관을 보이는 대상으로서 경(景)과 보는 주체로서의 관(觀)이 결함된 단어로

서, 아름다운 경치와 보는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개념이

기 때문에 경관이란 끊임없이 새로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서 현

재를 거쳐 미래까지 지속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정의하

였다. 김용규(1990)는 경관이란 인간의 의식에 의해 구성되므로 경관을 이

해하려면 그 의미를 파악해야하며 경관은 문화의 집적제로 의미의 결합체

로 문화경관을 읽는다는 것은 곧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경관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장소의 물리적·사회적 

속성을 포함하며,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경'과 보는 주체의 행동으로서의 '

관'이 결합된 것으로 정리 할 수있다. 

특히 전통정주공간에서의 경관은 길과 주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도시의 가로처럼 직선형이나 평행이 아닌 주택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구조를 띈다. 오늘날과 같이 길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주변의 주택

에 더 의미를 더 둔다. 

이처럼 경관은 다양한 요소의 집합적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의 특성이나 상징적 요소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창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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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전통정주공간은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자연주의 철학을 바탕을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생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많은 부분에서 생태마

을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마을 자체를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주어진 자연지형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용하며, 부족한 부분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마을배치는 일조와 방풍에 유리하며, 각 주택에서도 주

변 자연조건에 따른 조경 및 공간배치를 다양하게 하여 에너지 측면에서

도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마을의 자연요소들은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마을 전면부에 조성되는 연못의 경우 여름철 바람과 함께 청량감을 제공

해주며, 기온을 낮춰주는 등 미기후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마을 내 수로

를 통해 내려오는 하수, 우수를 모아 정화지의 역할을 한다. 수로는 수 공

간을 연결하는 마을경관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을 하며 생활하수를 자연정

화해주는 생태적 역할을 한다. 

 녹지의 경우 여름철에는 그늘을 형성해 주고, 겨울철에는 찬바람을 막

아주는 미기후 조절을 하며, 마을을 둘러싸는 녹지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계감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전통정주공간에서 자연은 복합

적 기능의 역할을 한다. 



- 40 -

사

진

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문당리 마을 정화연못

(자료 : 

http://www.daejonilbo.co

m/news/newsitem.asp?pk_

no=969883)

아산 외암마을 

내부 실개천

(자료 : 

http://blog.joins.com/media

/index.asp?page=17&uid=li

berum&folder=81&page_si

ze=5&viewType=1)

김천 원터마을 입구 

연못

(자료 : 

http://ata.hannam.ac.kr/ko

rea/wontuh/won3.jpg)

특

징

-2002년 마을 초입에 어

리연 꽃 연못을 조성하여 

마을 내 소생물권을 조

성.

-마을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수의 자연정화효과.

-마을과 접한 산맥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마을 내

부로 유입.

-마을 전반에 거쳐 실개

천이 흐르며 생활 수, 조

경 수 등으로 사용.

-마을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수를 수집하여 정화시

킨 후, 관수로 재사용

<표 10> 전통 정주공간의 수공간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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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적 적용방안

전통마을에서 선조들은 주거를 그 자체로만 보지 않고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했던 우리의 문화처럼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넓은 시각

으로 바라보았다. 오늘날 말하는 생태건축이란 이미 오래전 우리들의 마을 

설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을 전통정주공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주거문화는 환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들을 간

과 한 채 지나왔다. 60년대 이후의 주택 량을 늘리기에만 급급하여 주변 

자연지형과 어울리지 않는 네모난 아파트 건물을 배치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주거 환경은 획일적인 모습과 패턴을 지닌 채 물리적·내용적으로 

단조로운 삶의 터를 형성하였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울 또한 도시 역

사성·정체성 측면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주생활과 정

서에 맞는 주거환경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전국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한옥마을을 보았을 때, 지난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 한옥 건축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고는 있지만, 마을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큰 발전이 없다. 최근 조성된 서울시 은평 한옥

마을, 전남 장성 황룡마을 등만 보아도 기존 단독 주택지를 조성하는 방법

대로 필지를 나누고 한옥 건축만 배치를 해놓았다. 과거 전통마을에서 가

장 중하게 생각한 마을의 입지, 자연환경, 길과 주택 간의 연계, 공동체 교

류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500여년이 지난 오늘날 과거의 사회와는 생활방식, 사회계층 등이 크게 

바뀌었다. 먼저,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크게 달라졌다. 과거 대가족 사회에

서 현대의 핵가족화 그리고 오늘날 핵가족화에서 더 세분화되어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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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 등이 대표적인 변화

라 할 수 있다. 단독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가고 개

인위주의 생활 패턴의 증가는 과거 지연위주의 농경사회와는 확연히 대비

되는 사회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교통의 발달로 인해 주거지 내에서

도  차량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크게 달라진 

사회와 생활방식을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전통 마

을일 것인가? 전통 문화만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오늘날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전통 마을에서 자연을 읽어 나가는 방

법과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대두되는 큰 문제점은 바로 이웃 간의 교류 단

절, 그로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이다. 과거 전통 마을에서 길과 더불어 마

을 공간의 구성 원리는 다양한 공동체 교류를 유도하는 장치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주거환경이 지향해야할 방향은 자연 환경의 고유

의 아름다움을 포함한 정주환경 개발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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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전통 정주공간 계획 개념의 현대적 
적용방안

앞에서 살펴본 전통마을의 분석과 최근 조성된 한옥마을의 고찰을 통해 

향후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에 적용 할 수 있는 설계 원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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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정주공간의 개념 현대적 적용 개념

풍수

지리

기후 및 지형조건

녹지, 수 체계

주변 자연조건을 고려한 부지조성

계획

배산임수에 입각한 입지선택.

토지이용

계획

생태

일조, 미기후를 고려한 친환경 

배치

녹지 및 수공간 조성

남향 배치를 통한 에너지 활용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지닌 녹지

공간 조성.

수공간과 녹지공간의 결합.

광역자연요소와의 연계.

연못을 이용한 생활하수 처리.

오픈

스페이스 

계획

마

을 

길

위계에 따른 연속성

각 공간을 이어주는 연계성

자연환경, 오픈스페이스, 보행동선

을 연계한 동선계획.

등고선에 따른 보행계획.

길과 수로를 병행.

동선계획

경관 지역 고유정체성을 표현

단위주택에서 주변 자연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안대구성.

주택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

지는 경관 조성.

경관계획

공

동

체

외부공간

(반공적영역)과의 연계

공동 작업공간

오픈스페이스과 연계한 공유공간

계획.

공유공간 

계획/

오픈

스페이스 

계획

영

역

성

마을경계 및 마을입구
단지 별 경계를 이용한 주택 배치.

상징조형물 등을 이용한 공간구성.

단위주거 

계획/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계획

단위

주호

채, 마당 등 다양한 형태의 

개별주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공간.

다양한 필지사이즈의 주택공급.

연령층에 맞춘 주택유형 .

단위주거 

계획

<표 11> 전통 정주공간 개념의 현대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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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 계획

우리나라의 전통정주공간은 자연 지세와 사람의 길흉화복을 함께 고려

하한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졌고, 시대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확

장·변화하며 마을마다 특색 있는 경관을 창출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조성

되는 한옥마을의 전반적인 공간은 대상부지 내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동선계획              

 전통정주공간의 길 구조 특징은 큰길에서부터 마을입구의 어귀길, 안

길, 골목길까지 위계에 따른 연속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형에 따른 주

택 배치로 인해, 불규칙적 질서를 갖는 마을 길은 담을 따라 곡선으로 이

어져 이용객들에게 움직임에 따라 매번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체험하게 

해준다. 

새롭게 조성될 한옥마을의 동선계획은 전통적 도로체계에 따라 마을 진

입도로, 주도로, 주택 진입로의 위계에 맞추어 계획하도록 한다. 특히 전원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

관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주변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동선을 유기

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환경계획

전통정주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계승하여 기존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녹

지 및 수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사로를 이용한 우수 처리, 수목·

녹지 및 수공간을 이용한 미기후 조절기능, 연못 등과 같은 수공간의 자연

정화기능을 예로들 수 있다. 또한 우수를 활용한 수로, 연못, 저류시설의 

도입을 검토하여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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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공간 계획

마을 내 공유공간은 마을 숲(소공원), 공유마당, 텃밭 등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전통정주공간의 공동체 형성 원리를 고려하여 마을 

입구나 마을의 중심부에 공동이용시설을 두어 주민 간 자연스러운 접촉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5. 경관계획

자연친화적인 한옥마을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층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며, 담장, 길, 주택, 시설물 등 전체적인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형태

를 선정한다. 또한 주택 내부에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경관조성

을 위해 안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6. 단위주거 계획

한옥의 주요 입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주택의 대지와 접하는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또한 인접 주택과 통일감 있는 방향으로 조화

를 이루도록 계획해야 한다.21) 또한 현대에는 필지가 미리 계획되어있는 

정해진 대지에 건축을 배치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계층

을 고려한 주거형태를 제안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가변적 주거공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21) 한옥건축기준안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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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전통정주공간의 설계 원리)

우리의 주거환경은 마을 자체의 통일된 형태(prototype)가 존재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저 마다 다양한 마을의 모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고유한 마을 주변 환경 상황을 삶터에 그대로 녹여내며 마을-주택-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부족한 점은 주변 

자연을 활용하여 극복하려 했던 환경친화성,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

능성, 마을 공간을 활용한 주민들 간의 공동체 형성 등은 오늘날 도시에서 

대두되고 있는 수많은 개념들이며 과거에 우리 마을에서는 이미 삶의 일

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현대의 주거문화에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겉으로만 들어나 보이게 하

는 외관상의 모방이 아닌 그 안의 원리나 미덕과 같은 내적 맥락을 이어

주는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찾은 전통주거의 원

리를 현대 주거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 48 -

경도와 위도의 극점

단 지명 경도 위도 연장거리

동단 운주면 고당리 동경 127도 22‘ 북위 36도 02‘
36km

서단 이서면 이문리 동경 126도 59‘ 북위 35도 49‘

남단 구이면 백여리 동경 127도 06‘ 북위 35도 37‘
71km

북단 운주면 산북리 동경 127도 19‘ 북위 35도 07‘

<표 12 > 전라북도 완주군 경도 위도 (자료 : 완주군, 재구성)

제3장. 설계 대상지 현황

1절. 대상지 현황 

1) 지역현황

-전라북도 완주군 입지특성

완주군은 국토 공간구조상 한반도 남서쪽 전라북도 중북부에 있는 군으

로, 전주시를 둘러싸며 북동-남서 방향으로 타원형을 이루며 동서 양단거

리 36km, 남북 양단거리는 71km이다. 동쪽으로는 진안군, 서쪽으로는 김

제시 ,익산시, 남쪽은 임실군, 정읍시, 북쪽은 충청남도 금산군과 논산시와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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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대상지 입지분석 

완주군은 동북아권, 환황해 경제권 등 전개에 의해 서해안 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증대되고 있어 완주는 전주-군산 광역권과 대전-광주를 잇는 호

남권의 개발중심 축 상에 위치하는 문화, 행정의 중심지이다. 또한 전주시

의 동, 남, 북 3방향을 둘러싸고 있으며, 200만평 규모의 완주 산업·과학 

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만경강과 대둔산, 모악산, 대아저수지, 상관

저수지, 죽림, 온천 등 수려한 자연환경이 소재하고 있는농·공업, 관광요

소가 함께 어우러진 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완주군의 향후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표적 자원으로는 농·특산

물(32.8%), 자연생태자원(20.6%), 관광휴양자원(20.3%) 순으로 나타났다.22)

22) 완주비전 2025 장기종합 발전계획,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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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인구 수 세대 수 남자 여자

2017 9만 5496명 41,226 48,981 46,515

2016 9만 5343명 40,885 48,911 46,432

2013 8만 7311명 36,435 44,801 42,510

2007 8만 3114명 32,809 42,896 40,218

<표 13> 완주군 통계연보(2017) 

<그림 17> 전주·완주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 (통계청, 2010) 

2) 인구현황

완주군의 총 인구수는 2017년 기준 9만 5496명, 41,226 가구로 2007년에 

비해 약 1만 200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국 82개 군 지역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완주군의 인구 규모는 전북혁신도시, 귀

농귀촌 등으로 인해 조금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5만 명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와 ·전주군의 20-24세와 50-60세의 1,2인 가구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젊은 층보다는 40-50대 

이후 연령층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며 인구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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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자연환경분석

1) 지형 및 지세

❚ 완주군

완주군은 전라복도 동부산간지대의 진안고원과 서부평야지대의 호남평

야 사이 위치하여 계구취락에 해당한다. 완주군을 중심으로 동쪽 노령산맥

에서 뻗어 나온 고덕산(618m)과 모악산(793m)이 둘러싸고 있다. 오봉산은 

모악산 동남쪽에 있는 다섯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으로 섬진강의 유역변경

식 댐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쪽에는 만경강이 위치한다.

또한 산지와 평야의 접경지대의 특성상 계곡, 하천, 산, 평야지대로 다양

하게 분포하고 있다. 

동남방향으로는 대둔산, 모악산, 만덕산 등 해발고도 500m 이상의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서북으로는 호남평야를 시작으로 넓은 평야지대

가 위치하고 있다.

삼례읍, 봉동읍 등 완주의 중심인 2개 읍과 이서면, 용진면 등 서측방향

으로는 해발고도 100m 이하의 평지로 이루어져 만경강 주변으로 넓은 농

경지를 형성하고 있다.

완주군 경사도는 전체 면적 중 경사 15% 이하의 지역이 전체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며 서쪽에 위치한 삼례읍, 봉동읍, 이서면의 일부는 경사 

15% 이하이며, 대부분 경사 15%이상의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산지의 구성비가 74.2%로 농경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농경지 82.1%가 

표고 100m 이하로 대부분 전주시와 인접하고 양호한 도시근교의 농업권역

을 형성하고 있다.23)

 

23) 완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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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 및 경사 분석                    (단위 : ㎢, %)

표고 경사

계
면적 구성비

계
면적 구성비

84,224.0  100.0 84,224.0 100.0

100m 미만 24,930.3 29.6 15% 미만 33,015.8 39.2

100m-300m 

미만
137,479.7 44.5 15%-20% 미만 20,803.3 24.7

300-500m 미만 17,013.2 20.2 20%-25% 미만 16,844.8 20.0

500m 이상 4,800.8 5.7 25% 이상 13,560.1 16.1

<표 14 > 완주군 표교 및 경사 분석도 (자료 : 완주군)  

❚ 대상지

표고 현황도와 경사도를 참조하여 대상 부지의 지형을 분석해보았을 때, 

용정한옥마을 대상부지는 대부분 표고 50m 이하로 낮고, 최고점은 -m로 

북고남저형의 지대이며 만덕산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온 산맥에 둘러 싸여

있다. 경사도는 북쪽으로 약 20~30도 정도의 경사가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

고는 완만한 평탄지로 이루어져있다.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를 최대한 수용하여 마을을 조성했던 

전통 정주공간 계획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한옥 건축의 구조상 1~2층 이

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일부 경사지를 활용하면 지하층의 확보가 가능하

므로, 경사지의 형태를 띠는 원형지는 다양한 마을 경관창출과 단지조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완만한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남·서, 남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표

향 분석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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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표고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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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경사도 



- 55 -

<그림 20> 향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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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온(℃) 열대야

(일 수) 

폭염

(일 수) 일평균 일최고 일최저

전라북도 11.8 17.8 6.8 2.3 8.4

완주군 11.8 18.2 6.4 1.2 11.4

삼례읍 13.2 19.0 8.2 4.0 14.3

봉동읍 13.0 19.0 7.8 3.3 16.4

용진면 12.9 19.0 7.8 3.8 16.5

상관면 11.3 17.8 5.9 0.3 8.5

이서면 13.1 18.9 8.2 4.1 15.0

소양면 11.8 18.2 6.5 1.0 11.1

구이면 11.6 18.1 6.3 0.8 12.2

고산면 11.9 18.4 6.5 1.5 12.8

비봉면 12.1 18.5 6.8 0.9 13.2

운주면 11.2 17.9 5.7 0.2 8.9

화산면 12.0 18.4 6.6 0.7 12.6

동상면 10.8 17.6 5.2 0.1 6.9

경천면 11.7 18.2 6. 0.4 10.9

<표 15 >전라북도 완주군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기상청, 2014)

2) 기온

완주군의 연평균기온은 11.8℃로 전라북도연평균기온(11.8℃)과 같다. 완

주군에서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삼례읍(13.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동상면(10.8℃)이며, 그 차이는 2.4℃이다. 완주군의 연평균 일최고기

온은 18.2℃, 연평균 일최저기온은 6.4℃로 나타났고, 연평균 일교차는 11.

8℃이다. 대상지가 위치한 상관면은 연평균기온이 11.3도로 완주군 연평균

기온보다 0.5℃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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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mm) 강수강도

(mm/일)

호우일수

(일)봄 여름 가을 겨울 연

전라북도 246.9 832.2 221.9 119.7 1417.4 14.9 2.0

완주군 249.2 251.0 211.5 101.7 1422.6 15.1 1.8

삼례읍 218.4 743.0 181.3 87.8 1238.4 14.5 1.3

봉동읍 224.9 764.2 184.8 89.4 1271.5 14.4 1.3

용진면 230.7 799.4 191.7 96.4 1326.9 14.4 1.5

상관면 248.6 881.1 221.0 109.0 1468.8 14.7 2.0

이서면 220.6 755.8 192.9 95.9 1273.6 13.9 1.4

소양면 245.4 855.3 211.2 103.0 1424.2 14.5 1.7

구이면 248.9 872.8 226.8 111.3 1468.5 14.9 2.1

고산면 253.6 876.6 202.4 102.2 1443.9 15.7 2.0

비봉면 254.3 840.6 206.7 99.5 1410.3 15.1 1.6

운주면 268.8 874.9 226.2 102.5 1482.5 15.7 1.8

화산면 250.2 823.9 206.0 96.9 1386.4 15.1 1.6

동상면 261.7 908.1 224.5 104.3 1509.0 15.7 1.9

경천면 257.0 853.4 211.5 99.2 1430.8 15.6 1.6

<표 16>전라북도 완주군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기상청, 2014) 

완주군의 연강수량은 1,422.6㎜로 전라북도 평균인 1,417.4㎜와 비슷하다. 

완주군 내에서는 동상면이 연강수량 1,509.0㎜로 가장 많고, 삼례읍은 

1,238.4㎜로 가장 적어 그 차이가 270.6㎜로 나타난다. 대상지가 위치한 상

관면의 연강수량은 1468.8㎜로 완주군 연강수량보다 36.2mm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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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주 ․ 완주 인근 수계도 (자료: 새만금 행정구역 현황, 2011)

3) 수문

❚ 완주군

전라북도는 전형적으로 수도작 농업이 우세하며, 하천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곳이다. 수계는 금강수계 만경강계에 해당되며 완주군 북측으로 노령

산맥이 지나고 있어 일부가 금강수계에 해당된다. 

하천의 경우 전주·완주 행정구역 내 포함된 하천은 총 56개소이며, 이 

중 국가하천은 3개소, 지방하천은 2개소, 소하천은 51개소가 위치하고 있

다. 국가하천의 경우 만경강, 소양천, 전주천이 이에 해당하며, 지방하천은 

전주시내로 흐르는 삼천과 전주천이다. 하천의 총 연장은 총 627.79km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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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천수
유로연장

(km)

요개수연장

(km)

기개수연장

(km)

미개수연장

(km)

개수율

(%)

합계 56 627.79 686.29 271.39 240.95 40%

국가

하천
3 140.63 138.3 117.41 20.56 85%

지방

1급하천
2 62 21.5 19.5 2 91%

소하천 51 425.16 526.49 134.48 218.39 26%

<표 17> 전주 ․ 완주 수계 현황(자료 : 수자원공사)

❚ 대상지 수문

수계 현황도에서 대상지 내 수계현황을 살펴보면, 만덕산에서 내려오는 

3개의 물줄기가 대상지 양 끝으로 흘러 북서쪽으로 상관저수지로 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상관저수지는 1943년에 1,347,000㎡의 저수량으로 축조되었으며 이후 

1962년에 저수지를 약 2,139,000㎡로 확장하였다. 88년 동안 전주시에 상수

원을 공급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류지역에 반딧불이, 수달 등이 서

식하는 등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만덕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세 줄기의 수계는 현재 건천으로 강수 시에

만 일시적으로 물이 흘러 계획 시 큰 규모의 수공간 조성에는 한계가 있

으며,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수계를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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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수계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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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임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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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

대상지 주변으로는 기본적으로 산을 둘러싸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열린 

공간이 있다.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지니고 있지만, 비교적 경사가 있

는 북쪽 산자락에서의 경관은 마을 전체를 전망을 할 수 있는 포인트 공

간이다. 특히 전통 정주공간에서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안대형성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사를 이용한 공간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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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대상지 경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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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종합분석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보았을 때,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서쪽에는 상관저수지, 남쪽의 농지지대가 위치한다. 부지의 지형은 대부

분 완만한 평탄지이며 뒤쪽으로 갈수록 경사도 20-30도 이내의 경사가 있

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토지계획과 용도구성이 가능하다. 

만덕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수계는 평상시에는 건천이지만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을 이용하여 마을 내 수공간, 녹지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생태

공간으로 활용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대상지 부근 산자락에 분

포하고 있는 편백나무 숲을 활용하여 마을 산책로와 연계할 수 있다. 폐/

공가의 경우 현재 대상지에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한옥마을의 쾌적성과 경

관 조망을 위해 차폐하거나 가능하다면 토지를 매입 후 녹지공간으로 활

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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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대상지 현황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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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옥마을 배치 기본계획안

1절. 한옥마을계획의 기본방향

전통 정주공간의 특징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친환경, 건강, 웰빙

(Well-Being) 등과 같이 삶의 질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를 떠나 교외나 전원으로 주거공간을 옮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옥의 전통적 분위기를 간직하며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을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그 속에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정주환경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앞에서 살펴 본 최근 조성된 한옥마을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택지개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단조로운 형태의 격자 배치구조와 넓은 도로 폭으로 

인한 마을 정취감 부재, 넓은 필지규모와 건축비로 인한 부담 등이 나타났

다. 따라서 본 계획의 기본 방향은 전원형 한옥주거단지 개발방향 수립에 

있어, 수요층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한옥

주택 유형의 다양화와 유기적 형태의 주택 배치, 길 위계와 연계된 공유공

간 등을 마을조성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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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지형 블록형

장 점

-원활한 사업추진

-높은 분양성

-공공부문 관광자원으로 활용 용이

-원형지 보존을 통한 친황경 개발

-통일감 있는 한옥주거단지 조성

-공공시설의 계획적 공급

단 점

-공공시설 공급의 어려움

-획일적 주택배치로 한옥마을과 부

조화를 이루는 경관창출

-개발업체의 사업비 부담

-공공용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발

생 가능

*한옥마을 조성방안 연구(p.118) 재구성

<표 18 > 신한옥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공급방식 장·단점

2절. 마켓 분석 및 수요 추정 

1) 마켓 분석

 본 연구의 대상지는 신규 조성형 한옥마을이며, 도시 개발법 및 택지개

발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다. 현재 한옥마을의 택지개발방

식은 단독주택지 개발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획되어 획지의 경우 필지

형/블록형의 분할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필지형 분할방식은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옥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획일

적인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반면, 블록형 분할방식은 적정규모의 단지 블록을 하나의 유닛으로 제공

하는 방식으로, 필지분할방식에 비해서 기존 부지의 보존을 통한 일정수준

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감 있는 한옥마을

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개발 후 공공용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2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한옥주거단지 도입 및 사업모델 연구, 2011, p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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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옥마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합한 필지와 동선

체계를 고려해서 계획하여야 한다.

2) 수요 추정

대상지의 주요 타겟은 생애 주기상 다른 연령층보다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40~50대 중·후반 중장년층을 주 타겟으로 하였다. 한옥 건축 특성상 

일반 주거단지에 비해 더 높은 비용이 요구되므로, 자산가치와 종사직종을 

고려하여 주 타겟을 측정하였다. 또한 최근 귀촌·귀농인구가 증가하는 추

세를 고려하였을 때, 전원생활과 도심생활을 함께 영위하려는 20-30대 젊

은 층을 부 타겟으로 하였다.  

구 분 주 타겟 부 타겟

연령 및 

성향

-40대 초반부터 50대 중·후반까지 

타겟선정

-교육여건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주민

-신 주거문화(한옥주거단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전원생활과 동시에 도심생활을 

영위하려는 30-40대

-차별화된 주거시설에서의 삶을 

영위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소득수준
-자산가치 5억 이상의 주택 소유 가능자 

-생활수준 분류상 상위 20% 이내 계층

종사직종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표 19> 세부 Target 선정 

 전통 정주공간 계획요소를 현대 마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

라진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사람들의 라이프스

타일과 선호하는 주택 성향을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은 프라이버시를 중

시하며, 문화 예술, 헬스, 웰빙(Well-Being), 커뮤니티 등과 같은 여가활동

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으로는 사적인 생활을 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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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차별화된 생활을 선호하는 편이다.

주택 선호성향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공간을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는 편이며, 주변의 시설이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세부

적으로는 인테리어, 생활 권 내 커뮤니티 공간이 잘 조성된 공간을 선호하

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이프

스타일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프라이버시 중시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음

-헬스, 웰빙, 커뮤니티 등과 같은 여가

활동 중시

-차별화된 생활을 선호

-개인적 생활을 중요시함

주택

선호성향

일반적 성향 세부적 성향

-주거공간을 라이프스타일과 맞춤

-주변 환경을 중요시 여김

-주택의 경우 개성표출의 공간이라는 

의식이 강함

-인테리어에 민감

-커뮤니티 공간 선호

<표 20> Marketing 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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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계획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정한옥마을 대상지의 면적은 총 

55,137m2 입주계획 가구 수는 약 50세대로, 각 세대마다 평균 745의 면적

으로 산출하여 계획되어있다. 그러나 동일한 필지사이즈로 부지를 나눌 경

우, 획일적인 마을 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부 타겟인 20-30대

의 경우 넓은 규모의 필지는 한옥건축비를 포함한 토지매매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주 타겟과 부 타겟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필지를 

구획하는 유기적인 마을배치를 위한 새로운 수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전원형 한옥마을의 경우 대상지와 유사한 전원형 한옥마을인 장성황룡

마을의 경우 3.3m2당 평균 토지매매가는 약 90만원이며, 한옥건축의 경우 

통상적으로 3.3m2당 약 8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된다. 주택면적은 약 2.5세

대가 거주할 수 있는 85m2의 건축을 지을 경우 약 24,000만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토지매매의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변의 공동주

택 단지와의 경쟁력과 다양한 수요층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필지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분 3.3 m2 (단위:만원) 비고

한옥마을 토지매매 평균가 90

한옥건축비 800

기타 200

<표 21>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평균 토지매매가 및 한옥건축비(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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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타겟인 40-50대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보유자산이나 라이프스타일

을 고려한 큰 규모의 필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 타겟인 30-40대의 경우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지

나치게 큰 규모의 필지는 가격에 부담 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를 

두 세대가 나누어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한옥 주택을 조성 할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해야 한다.



- 72 -

<그림 26>동선구상 개념도

3절. 기본구상

1) 동선

동선의 경우 전통정주공간의 길 위계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구상

하였다. 전통마을은 큰길-어귀길-안길-샛길-골목길 순으로 이루어져있다. 

안길의 경우 마을의 뼈대를 이루는 마을 중심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마을의 차량이용을 고려하여 안길은 차량 순환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샛길과 골목길의 경우 각 개별주호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로 보행자위주의 도로 성격을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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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길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동선으로 마을 곳곳의 녹지, 정자, 연못 등

의 커뮤니티역할을 수행하는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각 공유공간의 접근성이 확보가 된다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

까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녹지 공간을 유지관리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

기존 마을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만덕산과 마을 

서쪽의 상관저수지와 연계한 산책로를 마을 전반에 조성하고 이를 통해 

녹지축 연결과 동시에 주민들이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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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공간구조 개념도

2) 공간구조

한옥마을의 공간구조는 수요자에 의한 필지규모와 건물유형에 따라 크게 

4개의 단지로 나누어 구상하였다.

❚ 01 소규모 한옥 클러스터

 마을 전면부에 위치한 소규모 클러스터 단지는 한옥의 가장 큰 단점인 

건축비와 토지매매가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형이다. 마을 전체

의 평균 면적의 하나의 필지를 두 세대가 나누어 공유하는 방식의 한옥주

택유형의 단지이다. 소규모 고밀도 단지로 다양한 골목길 나타나는 곳으로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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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중규모 한옥 클러스터

마을 전체의 평균 필지 면적의 한옥주택단지로 마을 중앙과 동쪽에 분

포시켰다. 대상지에서 가장 큰 비율로 조성되며, 기본적으로 개별 주택과 

외부 공간의 사이 영역인 안마당을 넓게 계획하였다.

❚ 03 2층 한옥 클러스터 

마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뒤쪽에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으로 안대 형성에 한계를 갖는 구역이다. 마을의 다양한 경관과 안대 

형성을 위해 2층 한옥으로 구성되는 단지이다.

❚ 04 대규모 한옥 클러스터

전통 정주공간에서 마을 가장 뒤편에는 종갓집이 위치하였다. 산을 가장 

가깝게 두고 대체로 다른 구역에 비해 지대가 높아 안대 형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한옥의 경우 다른 단지에 비해 안마당 면적을 크게 두어 

개인 텃밭을 운영할 수 있으며 마을 경사를 이용해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이나 기타 부대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단지로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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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 마을 시설배치 개념도

3) 주요 시설배치 

머울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은 크게 주민 커뮤니티시설의 역할을 하는 

마을회관, 중앙 공원, 단지 곳곳의 소공원, 공동텃밭을 구상하였다. 전통 

정주공간의 공동시설 구성에 따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 정자는 

연못이나 녹지공간에 인접 배치하여 사회적인 접촉이 일어남과 동시에 자

연스럽게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상하였다.

 

마을 입구에 커뮤니티 시설을 두어 외부와 내부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마을 중심부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근린시설을 배치하였고 주민들의 생활 동선과 일치시킨 녹지축과 산

책로를 연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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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전통정주공간의 길 개념을 적용한 동선계획 개념도 

4절. 종합계획

1) 동선계획

한옥마을의 도로는 전통정주공간의 길 위계에 따라 마을의 진입도로(어

귀길)-주도로(안길)-주택진입로(샛길)-골목길의 위계로 계획하도록 하였다. 

특히 한옥마을의 정취감 있는 경관형성을 위해 보행자 전용의 샛길, 골목

길 조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길의 폭도 최대한 줄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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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주도로 단면도

하였다.  

전통 정주공간에서의 길 구조는 보행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대의 

마을에서 차량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량동선도 고려하여야한다. 

본 계획에서는 전통정주공간에서 안길-샛길-골목길로 이어지는 보행자 중

심의 길 위계와 오늘날 차량 순환동선을 함께 접목시켜 동선을 계획하였

다.

 먼저 마을 안길의 역할을 하는 주도로는 폭 10m의 넓이이며 보차혼용

으로 계획하였다. 차량위주의 동선으로 인해 단절되는 주택 간의 단절현상

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를 최소화 하여, 차량과 보행이 

따로 구분되어 마을길이 단순히 이동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주택으로 향하는 연계성을 지닌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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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에서 각 주택단지로 이어지는 샛길의 역할을 하는 마을 부도로의 

경우 차량비상도로의 사용을 고려하여 6m로 계획하였다. 평상시는 보행위

주의 길로 사용되도록 하며, 비상시에만 차량도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다. 차량비상도로의 경우 마을 동쪽에 단지에 쿨데삭(cul-de-sac)형태의 도

로를 도입하였다. 

샛길에서 주택으로 진입하는 골목길의 경우 지나치게 넓은 길은 마을 

정취감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골목길의 폭은 소방법을 고려하여 최소 

2m에서 최대 4m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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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클러스터 별 공용주차공간 계획 개념도

주차의 경우 현대 마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차계획에 

있어서 개별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을 도입하였다. 마을의 가장 안쪽 한옥단

지는 샛길에서 개별주택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나머지 단지의 

경우 주차장에서 바로 집으로 이용하는 단순한 현대 주거생활의 동선은 

이웃과의 관계형성을 소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전통정주공간의 길 위계

의 장점을 적용하여 샛길-골목길을 통해 다양한 공유공간을 접촉할 수 있

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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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녹지 및 수 공간 계획 개념도

2) 녹지계획

대상지는 산지로 둘러싸인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신규 조성 시 전통 정

주공간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주변 녹지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옥마을 전반에 오픈스페이스 및 정원 등을 구축하여 

녹지축과의 연계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전통정주공간에서는 마을 중심에 큰 나무를 두어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

적 공간과 동시에 주민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 역할을 

하였다. 이 개념을 적용하여 마을 중앙에 마을 숲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들이 휴식,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에서 크고 작은 축제

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획하였다. 또한 마을 주변의 자연환경을 산

책로 녹지 축을 이용해 마을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녹지체계를 구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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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m2) 비  율 (%)

합  계 55,089 100

주택건설용지 37,270 67.5

공공시설용지 10,500 19.1

도 로 6,002 10.5

녹지용지 7,389 13.4

<표 22 > 토지이용계획 

<그림 33 >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대상부지의 면적은 55,089m2이며 개별 주택필지를 소·중·대규모로 나

누어 주택의 유형을 다양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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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한옥주택 필지의 수평·수직 공유방식 개념

한옥마을 단지계획은 마을길을 기준으로 하여 단지별로 한옥단지를 나

누어 계획하였다. 

현대에 적용 가능한 한옥마을단지 계획의 요소는 수요계층별 필지규모

를 고려한 주택유형의 다양화, 주택 간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계획, 주택으

로 둘러싸인 공유공간을 중점으로 계획을 진행 하였다.

먼저, 한옥마을단지 내 한옥형 필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요계층에 맞

는 적정획지규모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사람들의 중소

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였을 때, 필지의 규모를 일정부분 분할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2층 한옥의 경우 각 층별로 다른 세대

가 공유하는 수직적 필지 공유방식을 도입 할 수 있다. 

최근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정주공

간의 주택배치방식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현대주거공간에서는 의도적

으로 커뮤니티센터공간을 계획하지만, 전통정주공간에서는 이웃 간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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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클러스터 별 공유공간계획 개념도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샛길과 골목길을 통해 그 공

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활용 되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택배치 계획을 진행하였다. 

필지가 아닌 획지형으로 단지를 계획하여, 5~7세대의 한옥주택을 클러스

터로 엮어 배치하였으며, 각 클러스터를 샛길과 골목길을 통한 유기적인 

동선계획과 연계하였다. 또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에 반공적영역인 

마을 안마당을 주호별로 공간을 계획하여 완충영역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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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한옥마을 축제 프로그램 이미지

<그림 37 >
텃밭을 활용한 소규모 마을 플리마켓

각 클러스터별로 중앙에 소공원, 정자, 공동마당 등과 같은 공유공간을 

조성하였다. 이 공간에서는 마을의 축제, 주민들의 휴게와 동시에 커뮤니

티의 장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특히 마을 숲은 주

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근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마을 이벤트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한옥마을

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작은 공유공간의 경우 텃밭을 활용한 플리마켓 

등과 같은 소규모 축제를 통한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옥마을 클러스터 단지를 면적에 따라 필지 공유방식인 소형, 평균 규

모의 한옥주택면적인 중형, 2층 한옥, 개별필지의 한옥주택인 대형으로 나

누었다. 전체주택건설용지 총 면적은 37,270m2이며 대형한옥은 7,980m로 

총 12세대로 평균 665m2의 규모로 계획하였다. 마을의 가장 안쪽에 위치

하여 경사가 있는 단지로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별주차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안마당의 규모가 다른 단지에 비해 넓으므로 개인텃밭을 

운영할 수 있다.

중형한옥의 경우 14,790m2의 면적으로 총 29세대로 평균 510m2로 계획

하였다. 마을 중앙과 동쪽에 분포하며 안마당의 면적이 일반 전원형 한옥



- 86 -

구분 평균 개별필지 면적(m2) 전체필지 면적(m2) 세대수

합계 - 37,270 72

대형한옥 665 7,980 12

중형한옥 510 14,790 29

2층 한옥 510 5,100 9

소형 한옥 470 9,400 24

<표 23 > 적정획지규모 계획

마을보다 여유 있게 계획하여 사적공간과 공적영역의 완충영역을 확보하

였다. 중앙의 단지는 마을 숲과 가까우며, 동쪽의 단지는 공동텃밭과 맞닿

아 있어 휴게, 커뮤니티 생활에 유리한 위치 특성을 나타낸다.

2층 한옥의 경우 개별 면적은 중형한옥과 동일하며 총 5,100m2의 전체필

지면적으로 계획하였다. 총 9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층을 다른 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18세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 대상지 서쪽은 다른 

지형에 비해 비교적 경사도가 낮아 마을의 다양한 안대형성을 위해 2층으

로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형한옥은 전체 9,400m2의 면적으로 평균 470m2로 계획하

였다. 하나의 평균필지를 하나 이상의 세대로 나누어 필지를 공유하는 방

식으로 계획하여 평균면적에 비해 많은 세대 수를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필지를 나누게 되면 주택 매매가가 낮아지므로 한옥주택 비용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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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계획도

종합 계획도를 통해 앞의 2장에서 분석한 전통정주공간의 계획개념을 3

장의 대상지 분석을 통해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한옥마을의 기본 배치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종합 계획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배치 계획안은 전통정

주공간에서의 공동체공간을 마을배치의 가장 큰 요소로 계획한 형태이다.

총 가구 수는 50세대이며 전통마을의 외부공간을 고려하여 마을 중앙에 

공원 개념의 마을 숲을 조성하였다. 또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완충영역

인 안마당을 개별주호마다 넓은 면적으로 계획하였고 공적영역인 마을마

당을 클러스터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마을주민들의 공유공간시설의 이용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전통정주공간의 공동체영역의 면적을 현대마을에 그대로 적용하

기에는 과도한 토지 면적이 요구되며 한옥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

수의 수요층을 고려하였을 때 더 많은 세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안으

로 수정하였다

두 번째 배치 계획안은 첫 번째 계획안을 바탕으로 현대주택단지 모델

을 참고하여 주택면적의 규모를 집합단위로 확충하고 공유공간을 세분화

하여 계획을 하였다. 가구 수는 20세대를 추가로 확보한 70세대이며 특히 

다양한 주택단지의 유형을 계획하였는데 먼저. 현대주거단지에서 값비싼 

토지매매가에 대한 방안으로 다가구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유하는 땅콩주택의 개념을 한옥 주택과 접목시켜 한옥에 대한 주거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2층 한옥을 도입하여 1층과 2층을 각 세

대가 수직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포함시켜 여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마

을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마을의 배치가 다소 직선형이고 경직되어 보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통 정주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길의 유기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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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한옥마을 배치 계획안 도출 과정 

을 샛길과 골목길 개념을 이용해 계획안을 보완하였다.

  최종 배치 계획안은 두 번째 계획안과 동일한 70세대로 배치 형태는 

유사하지만 첫 번째 배치안과 두 번째 배치안의 절충안으로 마을 공유공

간인 공동텃밭과 마을 소 마당을 분산 배치하였다. 마을에서 외부 녹지공

간과 이어질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변자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

고 클러스터 별로 안길-샛길-골목길의 위계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계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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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종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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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 소형 클러스터 한옥단지 배치도

❚ 소형 클러스터 한옥단지 (24세대, 평균 390m2)

공용주택이나 공유공간의 개념을 한옥마을에 도입한 단지이며, 소규모 

고밀도 단지이로 인해 단지 대부분의 동선은 주로 샛길과 골목길 위주로 

이루어져있다. 골목길은 마을 소마당과 공동텃밭 등 공유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생활 속 주민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유도하였다.

주차장은 동·서로 두 개의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주택이 아닌 

마을을 순환한 후에 골목길을 통해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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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2층 한옥 클러스터 단지 배치도

❚ 2층 공유 한옥단지 (10세대, 평균 510m2)

소형 주택의 수평적 필지 공유와는 다르게 각 층을 수직적으로 공유한 

주택유형의 단지이다. 마을 뒤편에 위치하지만 다른 구역에 비해 지대가 

낮아 안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2층 한옥으로 조성해 마을 조망이 주변 

요소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주차장은 마을 소마당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차폐하여 공동주차장

에 주차 후 샛길-골목길을 통해 주택으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다.

2층 한옥은 건축면적에 비해 연면적이 너무 크지 않아 주택 외부공간보

다는 내부의 생활을 선호하는 수요층이 개인으로 거주하기에 좋은 유형이

며 공유의 경우, 한옥 주택임대사업을 요구하는 수요층에게도 적합한 단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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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중형 클러스터 한옥단지 배치도 (동쪽)

❚ 중형 클러스터 한옥단지 (29세대, 평균 510m2)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반공적영역을 

고려하여 안마당의 면적을 넓게 계획한 전원형 한옥 단지이다. 동쪽의 단

지 중앙에는 공동텃밭을 두어 이웃 간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친목을 도

모할 수 있다. 마을 외곽으로 주변 자연 녹지축의 연계를 통한 산책로 계

획으로 녹지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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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중형 클러스터 한옥단지 배치도 (중앙)

마을 중앙의 단지는 안길을 둘러싸고 있는 단지로 차량을 이용한 주택 

진입이 용이하지만 주변 자연환경과 단절된 형태를 띄고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마을 중앙공원의 역할을 하는 마을 숲을 가까이 조성하였고 단

지 중앙에 소규모 공동마당 두 개를 계획하여 주민들의 휴게, 공유공간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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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대형 클러스터 한옥단지 배치도, 입면도

❚ 대형 클러스터 한옥단지 (12세대, 665m2)

개별주호의 경우 나머지 클러스터 형 한옥주택에 비해 건축면적과 안마

당 면적이 가장 큰 큰 규모의 단지이며, 마을 내 입지가 가장 우수한 구역

이다. 주 타겟인 중장년층을 고려하여 개인 텃밭을 마당 내부에서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사도가 높은 마을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경사면을 이용한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개별 주차공간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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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 마을 숲과 공동텃밭 이미지 

❚ 공원녹지

녹지와 수공간은 중요한 환경 친화적 요소이다. 마을 내 녹지와 수공간

이 주변 자연환경, 생활 동선과 연계되어 있는 전통 정주공간의 특징을 적

용하여 계획하였다.

마을 북, 서쪽으로 녹지축을 연결함과 동시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단지에서 접근이 용이한 마을 중

앙에 마을 숲 개념의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곳에서는 마을 축제나 문화, 

활동 등의 이벤트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휴게, 여가의 공간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계를 반영하여 여름철 우수를 이용하여 활용

할 수 있는 작은 수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성을 높였다. 

외곽 녹지에 인접하여 계획한 공동 텃밭은 주택 마당에 공간이 여의치 

않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텃밭의 경우 마을 진입로, 소형 

클러스터 단지, 동쪽 단지 등 여러 곳에 분포시켜 전체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기에 유리하도록 공간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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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조감도 

5)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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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각 지자체마다 높은 관심과 수요 속에 생겨나고 있는 

도시, 전원, 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아파트 단지로 가득했던 우리 삶 속에 한옥이라는 이름을 달고 마을이 다

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한옥마을들을 살펴보면 기존

의 필지분할방식과 다를 바 없는 계획으로 조성하는 바람에 기존 공동주

택 단지와 같은 구조가 되어버렸다. 사업성을 우선시하여 필지를 나누면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사람들의 교류가 발생 할 수 있는 공

간이 부족해지며 이는 곧 공동체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의 정주공간은 자연을 우선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생활

을 근간으로 발전·보존되어 왔으며, 이를 분석 및 해석하여 현대 한옥마

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과거와 현대는 생활방식, 교통, 사회구

조 등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과거의 정주공간의 주택과 길, 공유공간 등의 

공간구성원리는 오늘날 마을 조성에 좋은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

존 필지분할방식에서 벗아나 과거 정주공간의 공간 구성 원리를 활용한 

한옥마을 배치계획 및 설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 대상지는 계획 중인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일

대의 용정한옥마을이며, 설계의 주안점은 전통 정주공간에서의 자연환경 

활용 원리와 다양한 길 위계와 연계를 통한 공유공간 확보이다.    

대상지 계획을 위한 계획 구상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점은 

전통 정주공간의 공간구성을 현대의 한옥마을에 적용하였을 때, 현대의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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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전통정주공간의 구성 원리에서 현대적으로 적용한 계획개념을 반

영하여 오늘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배치계획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주요 컨셉은 첫째, 대상지 내 녹지 조성을 통한 녹

지네트워크 연결이다. 대상지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마을 

조성 시 주변 자연 환경과 마을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한 녹지계획의 지침으로 삼았다. 또한 대상지와 인접한 산지에서 

내려오는 수계를 마을 내부로 연결하여 마을 중앙에 작은 수공간을 조성

하였다. 

둘째, 자연에 순응하는 계획을 통한 다양한 레벨의 정주환경 조성이다. 

대상지는 대부분 평탄지이지만 북쪽으로는 완만한 경사지가 소재하고 있

다. 전통 정주공간에서 적당한 경사면 활용은 하천의 흐름, 조망점, 다양한 

경관조성 등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경사지를 활용해 주택의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개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다양한 규모와 역할에 따른 공적, 반공적, 사적 공간 구획이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적, 반공적, 사적 공간은 현대

의 아파트 생활에 서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다. 반공적 영역은 전통 정주

공간에서 주로 샛길과 골목길의 결절지 혹은 갈림길 등과 연계되며 이를 

동선계획에 반영하여 주택단지 내에 활용하여 공유공간 면적을 확보하였

다. 

넷째, 잦은 소통과 만남을 위한 차량위주의 동선계획 제고이다. 기존 한

옥마을을 살펴보면 내부의 도로가 너무 넓어 차량위주로 주택 간의 단절

을 발생시켰다. 때문에 본 설계에서는 차량동선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보행자를 우선시 하는 동선계획을 세움으로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한

옥단지마다 공용주차공간을 두어 단지 내에 골목길이 활성화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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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도하였다. 끝으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

통 마을 숲 개념의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였다. 마을 중앙의 공원은 녹지

축을 잇는 생태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마을 내에서 다양한 활동

이나 프로그램, 모임,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적 역할을 하는 

복합적 역할을 수반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본 연구·설계가 앞으로 조성될 한옥마을 계획에 대한 검토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는 바람직한 현대 마을조성 계획 방안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주거문화에서 공동

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현대적 마을에 대한 해법을 전통을 통해 새롭게 적

용하려 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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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Planning of Hanok Village Applying the Concept

of Korean Traditional Settlement.

- Focused on Youngjeong Hanok Village  -

RYU, Yeon Hwa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various Han-ok villages have been created nationwide due to 

the interest demand of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various support polic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are being implemented in support of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Hanok Village.

Although, the research of  construction cost reduction, material and 

technology for Hanok architecture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planning 

guidelines for Hanok residential complex is insufficient. In addition, 

planning the Hanok Village according to the housing site developent 

method, there is a problem making a close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or surrounding environment and embodying the uniqueness of 

the townscape. 

There is a limitation in realizing the uniqueness of the village scenery 

and the close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space or the sur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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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the close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space or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which are typical features of the traditional 

settlement spa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interprets the concept of planning as a 

virtue in the traditional settlement space as a basic planning principle 

applicable to the modern lifestyle and applies it as an element of wisdom 

for plan of the future Hanok Vill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ivides the current status of Hanok village 

into two types of urban and rural villages, select each case village and 

analyzes it according to the size of space, space layout, ecological 

environment, public facilities, and then make a critical review about 

community arrangement.

Based on the planning concept of the traditional settlement space 

derived from the survey and analysis process of the case village surveyed 

above, we set the main point of Hanok village is the Youngjeong Hanok 

Village site located in “Machi-ri, Wanju-gun, Jeonrabuk-do Province” 

which is currently being planned as a rural Han-ok Village.

The main points of the basic plan are as follows : First, the securing 

of the semi – public space for the formation of village community puts a 

buffer zone between the private domain and the public space. Through 

this area, villagers are able to contact naturally in daily life. Second, we 

plan the diversification of Hanok housing types considering various 

demand levels. In order to reduce the cost burden on the sale price and 

construction cost of the Hanok architecture, the concept of the sharing 

one parcel with two generations house like a peanut house. we appl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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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ok. Finally, we planned with a complex role to play a role of 

ecology that connects the surrounding green corridor by creating a village 

forest that functions as a central park in the village, as well as a variety 

of activities, gatherings, and relaxation spaces for residents.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raditional settlement space is the 

interaction of space and complexity of functions through organic 

arrangement. It is difficult to express the spatial value properly if you 

understand the Han-ok village as a complex consisting of simple wooden 

houses.

Therefore, in the future villag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not to 

plan the Hanok as an independent building but to plan around the 

structure based on the whole village structure.

❚ Key Words : Wan-ju gun, Hanok village project. Hanok Village Arrangement, 

Traditional Settlement.

❚ Student Number : 2015-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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